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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손으로던지는데왜풋볼이지?

오늘 어 시간이 끝나자 지우가 나에게 볼멘소리로 물

어 왔다. 

“왜 축구를 어로 사커(soccer)라고 하는 거야? 난 풋

볼(football)이라고 생각했는데……. 풋볼은 미식축구라

며? 그런데 왜 손으로 들고 뛰거나 던지는 경기를 풋볼이

라고 하는 거지?”

지우는 어 선생님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

동 경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시자 축구라고 생각하고는



33

가장 먼저 자신 있게‘풋볼’이라고 답했다. 그랬더니 선

생님께서‘사커’와 혼동한 것 같다며 바로잡아 주셨다.

저녁밥을 먹으면서 아까 지우가 물어본 것이 생각나 아

빠에게 여쭤 보았다.

“아빠, 왜 축구를 사커라고 하고 미식축구를 풋볼이라

고 해요?”

“음, 이야기가 좀 길단다. 고 그리스 사람들이 기원전

7~6세기에 하던 하르파스톤(harpaston)이라는 경기가

있었는데 축구와 비슷한 것이란다. 이것이 로마에 전해져

로마 군인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 많이 했고, 국을 점령

했던 로마 군인들이 다시 이 하르파스톤을 국으로 전했

다고 해. 이것이 1800년 에 오늘날의 축구와 유사한 경

고 그리스의 하르파스톤



기가 되었지. 1863년에 국에서 각 지

역의 표들이 모여 축구협회를 만들고

규칙을 정했는데, 이 규칙을 받아들인

팀들을‘어소시에이션 풋볼 팀’이라 부

르게 되었단다. 이 어소시에이션(asso-

ciation)이라는 단어의 어근인‘soc’에

동작이나 사람을 나타내는‘-er’을 더

하고, 발음 때문에‘c’를 추가하여 결

국‘soccer’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. 또

아메리칸 풋볼이라고도 하는 미식축구

는 미국인들이 국에서 전해진 축구

에다 캐나다로부터 건너온 럭비의 규

칙을 더해 새로운 축구 형태를 만든 것

이지.”

아빠가 덧붙여 말 하셨다. 

“사실 발로 공을 차는 놀이에는 여러

가지가 있단다. 그게 모두 풋볼인 셈이

지. 네가 좋아하는 축구는 국에서 만

들어진 협회를 통해 발전했기 때문에

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란다.”

“그럼, 또 다른 축구가 있단 말이에요?”

“있고 말고. 발로 무엇인가를 차는 놀이는 아득한 옛날

부터 많은 곳에서 행해졌단다. 기원전 3세기의 이집트 벽

화에도 발로 공을 차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걸. 또 중국에

도 옛날 주나라 때 이미 공을 차는 경기가 있었다고 전해

지지.

우리나라에도 신라 시 에 김유신이 나중에 태종무열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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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구의 유래

신라 시 축국

그리스 하르파스톤

중국 추슈

일본 게마리

이 된 김춘추와 축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, 일본에서

도‘게마리’라는 놀이가 고 의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

다고 해. 이렇게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축구와 비슷

한 경기가 있었던 거야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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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국을할때사용하는공을만들어4인장축국을해보자.

축국

옛날 축국은 팀의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양편을 같은 수로 맞추었다. 축국의 종

류에는 구장(球場)에서 하는 축국과 구장 없이 하는 축국, 양쪽에 골문을 설치한

축국 등이 있었는데, 2개의 골문을 설치한 축국은 오늘날의 축구와 매우 비슷한

경기 다. 이 중에서 경기장 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축국에는 1�9인장(人

場)까지 있다. 혼자서 차는 것을 1인장,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차는 것을 2인장,

세 사람, 네 사람이 마주 서서 차는 것을 3

인장, 4인장이라고 하며, 공을 순서 로 서

로 번갈아 가며 차는 경기로서 공을 땅에 떨

어뜨리는 사람이 진다. 이렇게 하는 축국은

오늘날의 제기차기와 비슷하다.

우리나라에는 골문을 세워서 축국을 했다는

기록은 없고, 조선 시 에 2인장이나 3인장

같은 축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. 

더 읽어 보기

함께 해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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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전통놀이인축국에 해알아보고, 지금의축구와어떤점이같고어떤점이다

른지살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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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해 보기


